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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과 2. ESG 국내외 동향

‘6도의 멸종’ ‘1.5OC 이내로 제한



환경이슈

전세계적으로 감소 중인 생물다양성 한계점에 거의 다다른 생태적 안전망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물다양성은 역사상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건강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생존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WWF

ESG
그린뉴딜

자원순환 정책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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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보내는 SOS 신호 1. 탄소중립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 : 하루 49만 7천톤
 2018년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지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늘면서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증가
 수집/운반 업체들 : 돈이 안되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수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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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대란 – 주범 플라스틱 · 폐비닐 1. 탄소중립



2019년 폐기물 발생량 하루 497,238톤, 처리량과의 수급 불균형, 미처리량은 불법 소각/매립 또는 방치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19년도 기준)

지정
3.1%

지정
3.4%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계
11.7%

배출시설계
40.7%

건설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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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대란 - 발생량 1. 탄소중립



의료폐기물은 기존의 지정폐기물과는 다른 허가를 필요로 하며 당일 운반, 당일 소각이 원칙

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 7,517톤(일 20.6톤)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전국 185개소, 소각업체 13개소(허가용량 589.4톤/일)로 가격협상에 우위, 진입장벽 높음
의료폐기물의 처리단가는 일반매립단가의 11배, 계속 인상 요구

의료폐기물발생량 추이(톤/연)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142,650

161,438
169,926

200,283

217,458 219,013

238,272

194,530

136,872 148,122
163,041

182,222
200,619 203,397

221,420 219,073

183,48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각 기타 235,754

코로나19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원칙

All baro시스템(환경관리공단) : RFID 태그 부착 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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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폐기물 대란 – 의료폐기물 1. 탄소중립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높다.

폐기물의 정의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발생원 법적분류 분류기준 및 특성 처리기관

생활
폐기물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 주택, 사업장, 공공시설 등 1일 300kg 미만의 배출원의 폐기물
• 일반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가로폐기물 등
발생원, 처리방법,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지자체 처리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성질의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민간
처리

사업장 배출
시설계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래커, 페유, 폐석면, 폐유독물 등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및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자료 :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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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류와 처리과정 1. 탄소중립



폐기물
발생

수집 · 
운반

재활용

소 각
(중간처분)

매 립
(최종처분)

재
활
용
여
부

Yes

No

폐기물 처리과정 개요

자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폐기물 산업은 폐기물을 1) 수집 · 운반하고 2) 재활용하고 3) 소각하고 4) 매립하는 일련의 비즈니스로 이루어 진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 사업장폐기물은 발생특성과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 일반페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되며,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사업은 민간업체가 주도

폐열활용 스팀에너지화

87.1%

5.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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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개요 1. 탄소중립



9

폐기물 처리 시장과 자본시장 1. 탄소중립



• 신사업 확보 위해 폐기물업체에 러브콜

• ESG 투자처로 낙점 – IB업계 투자 가속화

• 폐기물업체 보유한 PED 엑시트 시기 조율

• 미래 먹거리 확보 위한 경쟁 이어질 듯

국내외 자본시장이 미래 먹거리 신사업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에 거대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확보경쟁.
폐기물처리 시장은 경기부침에 영향이 적다는 평가와 함께 ESG투자처로 인식되어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10

국내 폐기물처리 업체 M&A 1. 탄소중립



2019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 환경부, 신영증권, 국제통화기금(IMF) 

13조
5000억

15조
8000억

17조
4000억

19조
4000억

21조
5000억

23조
7000억

단위 : 억원

 2021년 약 19조4천억 시장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 154kg로 세계최고, 코로나19로 지속 증가 2018년 발생량 연간 853만톤, 5년간 약 30% 증가
 최근 5년 사이 폐기물 처리단가 급격히 상승(소각비 30% 이상, 매립비 3배 이상 ) 등 으로 폐기물 처리시장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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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장 규모 및 추이 1. 탄소중립



•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유 ·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의 다양한 변화 예상

•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산업체의 큰 변화

• 코로나19로 배달음식 포장용기 사용량이 증가  플라스틱 쓰레기 대량 배출

탈 플라스틱 사회

2019 2020 비고

734톤 848톤 15.5% 증가

• 정부의 플라스틱 발생 저감 대책

-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70% 상향 조정

- 배달용기 두께 1.2mm  1.0mm로 제한

- 2025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비율 38%로 저감

- 2022년 6월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 제도 신설

- 금년 7월부터 유통편리성, 판촉을 위한 사은품 및 증정품 함께 묶어 포장하거나

판매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 포장행위 금지

- 과대포장 금지(제품 출시 전 전문기관에 사전 검사받아야)

-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쇼핑백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

1. 탄소중립



탄소중립의 의미

 이산화탄소 양에 알맞은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것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0)  
상태로 만드는 것

 2019년 UN기후변화 협약에서 77개국이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는 협약을 체결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개요’ 발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1.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 12. 7 경제부총리 발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1. 탄소중립



탄소배출권(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이산화탄소(CO2), 메테인(CH4), 아산화질소(N2 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탄소배출권 거래
• UN에서 국가별로 탄소배출권을 주고, 그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면 나머지 남는 양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반대로 탄소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사올 수 있는 거래

• 국가별로 할당되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케 유도하는 제도, 

각 나라는 대부분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여 기업간 거래가 발생

1. 탄소중립



탄소배출권(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탄소배출권 관련 주

 탄소배출을 줄여 남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기업

 RE100기업 : 2050까지 필요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기업

탄소배출권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
탄소배출권 판매

Tesla 

탄소배출 부채
탄소배출권 매입

2020년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15억8천만 달러(1조7400억)

1. 탄소중립



ESG의 의미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 투자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또는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장기적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한다.

▶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행사한다.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유엔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ESG공시의무화 도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2. ESG 국내외 동향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로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측면의 비재무적 성과

환경(E) 이슈 사회(S) 이슈 지배구조(G) 이슈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대기 및 수질오염
• 생물의 다양성
• 삼림 벌채
• 에너지 효율
• 폐기물관리
• 물 부족

• 고객만족
• 데이터 보호 · 프라이버시
• 성별 및 다양성
• 직원참여
• 지역사회 관계
• 인권
• 노동기준

• 이사회 구성
• 감사위원회 구조
• 뇌물 및 부패
• 임원 보상
• 로비
• 정치기부금
• 내부고발자 제도

과거의 기업가치 현재 ~ 미래의 기업가치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 ·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

ESG의 개념

ESG주요 평가 항목
금융투자협회

2. ESG 국내외 동향



순위 발생가능성(2020) 영향의 심각성(2020)

1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2 기후변화 대응 실패* 대량살상무기

3 자연재해* 생태다양성 소실*

4 생태 다양성 소실* 극심한 기상이변*

5 인공자연재해* 물위기*

6 데이터 범죄 정보인프라 고장

7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8 물위기* 사이버 공격

9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인공자연재해*

10 자산버블 전염병 확산

출처 : IPCC World Economic Forum* 환경(E) 리스크

세계경제포럼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2. ESG 국내외 동향



타임라인으로 본 ESG 주요 Event

연도 Event 내 용 비 고

1987 UNEP · 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을 의제로 제시
UNEP : UN Environment Programme
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우리 공동의 미래(1987) :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

2006 UNPRI(책임투자원칙) 발표 ESG를 투자결정과 자산운영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UNPRI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16 GRI 표준 발표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설정
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2017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 
권고안 발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요인,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2019 BRT 연례회의, ‘New Purpose’ 선언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목적
선언

BRT : Business Round Table
미국의 경영진 연합체이며 2019년 8월 기업의 목적을
주주이익 중심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변화
181명의 글로벌 CEO들이 함께 발표

2020 세계경제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 지속가능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World Economic Forum

2021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2025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 2030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

2. ESG 국내외 동향

자료 : 삼정KPMG



• ESG는 규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압력으로 인식하고, ESG이행을 위한 비용지출, 수익감소로 생각
•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새로운 투자,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가격인하요구 등의 나쁜 관행을 없애는 데는 비용 증가와 이익감소가 수반

• 하청업체 쥐어짜기, 환경무시 경영 등 지금까지의 기업의 이익이 진정한 이익이었는가  ESG를 감안한 기업가치 재평가 필요

ESG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투자전략

ESG 투자전략 개 요 비 고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 Screening)

ESG 등급이 낮거나
ESG의 위협요인이 큰 기업을 배제 석탄사업 등에는 투자배제

포지티브 스크리닝
(Positive Screening)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 투자

ESG 모멘텀 ESG가 개선되는 기업에 투자

ESG 통합 ESG를 기업 밸류에이션에
통합하여 투자의사결정 ESG위협요인이 큰 산업은 할인율을 높인다

ESG 테마투자 ESG 특정주제에 초점을 맞춘 투자 수소경제, 친환경 에너지 ESG이슈 해결 가능 솔루션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

행동주의/Engagement 주주행동으로 기업 ESG를
개선시키는 전략

ESG개선을 통한 기업의 본질가치 개선, 향상
적극적 주주활동

2. ESG 국내외 동향

 ESG 평가기관 :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이상

 국외, MSCI(ESG Research), Bloomberg, Sustainalytics

 국내,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Sustinvest, 대신경제연구소…

 기업의 공시자료, 비영리/시민단체의 ESG관련자료, 뉴스 등 미디어 자료들로부터 데이터 수집, 등급 부여



전세계 및 국내 ESG 투자 운용 규모 2. ESG 국내외 동향

[전세계 ESG투자 국가/지역별 비중]

[국내 주요 연기금 ESG 투자운용 규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등급 조회 사례 2. ESG 국내외 동향



UNPRI(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3.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5.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6. 우리는 각자의 활동과 원칙의 구현에 대한 진행상황을 상호 보고한다..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6대 원칙(The Six Principles)

2. ESG 국내외 동향

사회책임투자(SRI)에서 확대 발전되어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은 기업들이 ESG이슈를
고려하여 보다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장려



국내 기업상황 고려한 K-ESG 지표 초안

K-ESG 지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하반기 최종 발표 목표로 한 지표 초안

2. ESG 국내외 동향



회사 ESG 경영 내 용 비고

CJ

• ESG환경경영강화를 위한 내부 조직정비
• 원자재 구매방식 변경
• 포장재 등 자원재활용 및 생분해기술 개발
• 지속가능 공급망 체계구축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환경보호를 위한 아마존 생산 대두구매 중단 결정
생분해 플라스틱 PHA(Polyhydroxyl Alkanoate) 제품적용

화이트
바이오
사업

포스코
O&M ESG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TF 구성 리스크 분석, 개선과제 도출, 지표개발

ESG지수기반 내부진단, 외부환경분석

삼성전자 CEO직속 지속가능경영 추진센터로 격상 ESG 경영 강화

SK 16개 계열사에 ESG전담조직 설치 중장기 ESG 경영정책수립과 실행력 강화, CEO주관

LG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신설
LG유플러스, CHO가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조직 신설

산하에 1센터 7담당 25개팀 신설 안전환경조직 강화
네트워크, 기업, 고객서비스, 기술/영업 조직신설 강화

현대차그룹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투자 확대 ESG관련 투자비 확대 집행

한화 태양광 및 그린수소기술 투자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타 대기업 기업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확대 ESG경영 강화

2. ESG 국내외 동향국내 사례

ESG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전략

- 기업간 전략적 제휴

- 수소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 협력

- 이종업종간 공동펀딩 등을 통한 제품개발/유통

-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소비자 대상 ESG 활동으로 협력사,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

- 수소 관련 기술개발, 썩는 플라스틱 개발 등 ESG관련 기술개발



그림출처 : 미래에셋증권

2. ESG 국내외 동향ESG기업을 선정하는 지표



감사합니다^^

콘테스타 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이세광
☎ 010-5340-3432
solomonsk@naver.com


